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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징 Features
언제 어디서나 윈도우, 리눅스, 맥, 안드로이드 등 PC나 다양한 스마트기기들을 원격에서 웹을
통해 빠르고 쉽게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및 OS 지원, 강력한 보안시스템 기반의 라이브뷰와 관리자 기능을 통해 최고의
원격 장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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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세부특징

고정IP / 사설IP / DHCP / 방화벽
등 어떤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안 정
적으로 장치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윈도우, 리눅스, 맥, 안드로이드,
IOS 등 어떤 환경에서도 최상의
AES 256비트, SSL 128비트 암

다양한 네트워크
및 OS지원

호화 통신으로 강력한 보안 시스템

원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을 제공합니다. OTP 인증, 이중
로그인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
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강력한 원격제어

빠르게 ,쉽게, 합리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등록된 모든
장치의 상태를 확인 할 수있으며 원격제
어 를 통해 각종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보안시스템 기반

라이브뷰와
뛰어난 관리자 기능

라이브뷰, 그룹 관리, vPro, WOL
등 대규모 장치를 효과적으로 관 리
하기 쉽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 합
니다. 장치의 리소스 상태와 장애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
니다.

원격화면 제어
원격지에 있는 PC나 스마트기기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1

2

실시간으로 장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있
습니다. 라이브뷰, 시스템 정보 및 각종
자원 정보 확인, 장치 그룹 관리, 원격제어,
원격 전원 온/오프, 통계/이력 기능 등 강
력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치에 대한 에러를 정의하고, 해당 에러
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
는 장치 에러 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3

PC 및 다양한 OS에 설치 가능한 에이전
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PC 및 모바일의
모 든 웹 브라우저에서 쉽게 접근하여 관리
할 수있습니다.

4

그룹 추가 기능으로 기기 숫자에 상관없
이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 습니다.

다양한 OS 지원
윈도우, 리눅스, 맥, 안드로이드 OS를
지원합니다.(지원 OS는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2

1

라이브뷰
여러 장치의 상태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관리자 기능입니다.

재부팅/전원끄기
원격지에 있는 PC나 스마트기기를
재부팅하거나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3

4

파일송수신
원격지에 있는 PC나 스마트기기와 파일을
송수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캡쳐
원격지에 있는 PC나 스마트기기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캡처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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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How it works

회원가입 및 다운로드
링크미마인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제어하고자 하는 장치의 OS 별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합니 다.

PC 및 모바일 기기 등 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 기기를 통해 회원가입과 에이전트 프로그램 설치
후 쉽고 빠르게 링크미마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tep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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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로그인
설치방법을 참고하여 설치하고, 가입
된 계정 정보로 로그인합니다.

Step2

3

원격관리 이용
링크미마인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설치된 장치를 원격에서 제어하고 관 리
합니다.

Step3

회원가입 및 에이전트 프로그램 설치만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원격으로 내 기기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 할수있습니다. 보안시스템 기반, 라이브뷰와
강력한 관리자 기능을 통해 최고의 원격 장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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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상세 가격표

제품가격Pricing

가격별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과 관리자 메뉴를 비교해 보세요.
*엔터프라이즈 상품이나 추가 맞춤 견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링크미마인은 최상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베이직, 코퍼레이트, 엔터프라이즈등 세가지 상품으로 사용자의 기기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선택 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베이직
타켓 사용자

코퍼레이트

엔터프라이즈

1user /1개이상의 기기

다수 user /다수의 기기

타켓 사용자

1-10

무제한

무제한

사용자 수

1

무제한

무제한

타겟 기기

윈도우, 리눅스, 맥

윈도우, 리눅스, 맥

월별 가격

2,500원

4,500원

별도 문의

연간 가격

25,000원(10% 할인 금액)

45,000원(10% 할인 금액)

연락처
support@linkmemein.com

* 맞춤형 상품은 링크미마인 고객지원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기기 수

윈도우, 리눅스, 맥
안드로이드, 사이니지 추가 가능

원격지원
파일전송

제품별 가격

월

원격지원시 추가기능

베이직

코퍼레이트

엔터프라이즈

1대

1대

맞춤 견적

2,500

원

월

4,500

원

별도문의
이메일 : support@linkmemine.com

라이브뷰
화면캡쳐
다국어 지원
장치 그룹 관리
경고 관리
사용자 관리

개인과 소규모 원격관리를 위한

다수의 장치를 관리, 기업의 장치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특수 장치를 관리,

기본 상품

원격관리를 위한 고급 상품

커스터마이징 가능

PC 10대까지 등록 가능

기기 수 제한 없음

윈도우, 리눅스, 맥 지원

윈도우, 리눅스, 맥, 안드로이드 지원

기기 수 제한 없음
윈도우, 리눅스, 맥, 안드로이드,
디지털사이니지

화면제어, 파일전송, 라이브뷰,

Basic의 모든 기능, 고급그룹관리,

코퍼레이트의 모든 기능,

상태모니터링, 그룹관리

사용자관리,

WOL, Intel vPro, RS232제어

경고기능, 통계/이력

사용자 관리 권한
통계 보기
로고 변경
WOL지원
Intel vro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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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디서든 링크미마인으로 효율적인 원격 제어를 구현해 보세요.
세계를 움직이는 스마트한 습관 링크미마인

Linked
World

FAQs
링크미마인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제품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문의 사항은 링크미마인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에이전트

구입 및 결제

관리자 웹

Q

Q

Q

Q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죠?

설치 가능한 OS를 알려주세요

기간연장은 어떻게 하죠?

장치의 어떤 상태를 확인 할 수있나요?

홈페이지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나 무료체험신청 버튼을 눌러서

Mac, Android, Linux 등 다양한 OS지원을 하고 있으며 추후

1. 로그인 후 관리자 웹 콘솔에서 결제내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장치의 CPU, Disk, Memory 사용률 등의 리소스 정보를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확대 할 계획입니다.

2. 기존 결제 이력을 갱신하시거나, 상단의 기기추가 버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서 기간연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장치의 프로세스/설치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목록을 확인할

Q

무료사용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

에이전트 이름도 변경 가능 한가요 ?

Q

수 있습니다.

무료사용중 추가 결제 가능한가요?

무료 사용 기간은 가입한 일로부터 15일 이고, 총 5대의 장치에

- 관리자 웹 콘솔에서 해당 장치를 선택한 후에 이름을 변경할 수

대해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남은 무료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에이전트의 설정 매뉴에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기간이 5일 남은 상태에서 1개월 결제를 하셨다

Q

면 1개월+5일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회원가입 인증 메일이 안왔어요.

1. 가입한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재시작후 자동 실행이 가능한가요?

- 에이전트 로그인시에 '시작시 자동 실행' 옵션을 활성화 하시면

2. 인증메일 재전송 버튼을 눌러서 인증 메일을 재전송 합니다.

됩니다.

3. 계속 인증메일이 수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문의

- 에이전트의 설정 메뉴에서도 활성화 하실 수 있습니다..

바랍니다.

Q

기존결제이력을 확인할 수있나요?

Q

어떤 통계를 확인 할 수있나요?

- 원격 제어와 경고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는 월별/일별/시간대별 조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 원격 제어 / 경고 / 접속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용자 계정을 생성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관리자 웹 콘솔에서 관리-결제내역

- 관리자 웹 콘솔의 관리 - 사용자 관리메뉴 사용자를 생성할 수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